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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1세기 디자인의 이슈 중 하나인 감성디자인은 기능주의와 이성적 디
자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의 사람은 생활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영
역에 만족시킬 수 있는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사람의 감성적 욕구
를 파악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는 감성디자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개
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인 오감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의 오감의 시각과 후각은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감각이다.
시각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수단이며, 후각은 감정을 유발시키는 원인의 75%를 차지할 만
큼 정서적인 부분을 강하게 자극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과 후각 중심의 감성디자인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색채이다. 색채는 시각적 요소이지만 공감각적 기능의 성
향을 띄고있다. 공감각 현상이란 각 감각기관으로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
루어진 지각이 그 감성에 있어서는 공통된 느낌을 주는 현상을 의미하며
색채는 이러한 공감각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색채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시각과 후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색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조형에 대한 이미지를 형용사로 추출하고 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색채를

선별

한

후,

향에
I

대한

이미지를

형용사로

추출하고 ,추출된 형용사에 대응되는 색채를 고른 다음, 형태에 의하여
추출된 색채와 향에 의하여 추출된 색채를 비교함으로써 형태와 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9개의 형태와 8개의 향은 각각의 연상색채 특성에 따라 색상에
의해 특성이 나타나는 계열, 색조에 의해 특성이 나타나는 계열, 색상 및
색조에 의해 특성이 나타나는 계열로 나뉜다.

형태1, 형태5 계열의 경우 색상 분포를 보인 반면 집중된 한색을
나타냈고, 형태3, 형태4 계열의 경우 색상 분포를 보인 반면 집중된
난색을 나타냈다. 형태2, 형태6, 형태7, 형태8, 형태9의 경우는 색상의
분포가 분산되었다. 색조의 경우 형태1, 형태5, 형태7에 저 명도, 중-저
채도가 집중되었고, 형태2 고명도, 중-고채도가 집중 됐다. 형태3, 형태4,
형태6, 형태8, 형태9의 경우 색조가 분산 되었다.

향의 연상색채 분류를 보면, Floral 및 Fruity 계열의 경우 색상 분포를
보인 반면 집중된 난색을 나타냈고, Citrus 및 Green은 색상 분포를 보인
반면 집중된 한색을 나타냈다. Oriental, Woody, Aromatic 및 Water는
색상이 분산 되었다. 색조의 경우 Floral은 고명도, 중-고 채도 ,저명도,
저채도를 나타냈고, Oriental, Aromatic, Citrus, Green 및 Fruity는 고
명도, 중-고채도에 집중 됐고, Woody 및 Water에서는 분산된 분포가
나타났다.

둘째, 9개 계열의 형태에 대한 연상형용사의 대응한 형용사 영역<그림
13> 을 조사한 결과 은은한, 우아한, 맑은 > 온화한, 모던한 > 귀여운 >
II

화려한 > 다이나믹한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은은한, 우아한,
맑은, 온화한,모던한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8개 계열의 향에 대해 연상되는 형용사와 대응되는 형용사 영역<그림
14>을 조사한 결과, 귀여운 > 화려한, 맑은 > 경쾌한, 온화한 > 우아한,
내츄럴한 > 모던한, 점잖은, 고상한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귀여운, 화려한, 맑은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형태(시각)과 향(후각)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론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다.

형태와 향이 연상되는 색채의 비교 분석을 보면 특정 형태에 대한 특정
향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럽다. 형태와 향의 상관관계 특징을 살
펴보면 향은 특정 향을 연상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향을 연상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태는 향과 연관짓기 이전의 상태, 즉, 형용사 이미
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형용사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향은
한가지의 향이 다양한 형용사 이미지로 표현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향수 등 향이 중요한 상품이나 제품의 경우, 특정
한 형태 이미지와의 상관관계가 없어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말 할수 있으나 형태는 오히려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므로 향수 등
의 디자인에 있어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각과 후각의 상관관계의 매개변수를 색채로 놓고
III

실험검증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과 후각 혹은 청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의 자극과 시각의 관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연구의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감성지향의 시대에 시각과
후각, 청각, 촉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이 종합되어 인간에게 만족감으로
주고자하는 서비스, 제품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감각기관에
대한 특성 이해만으로는 인간의 복합적인 감성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 요 어 : 시각, 후각, 색채 매개변수, 향수의 조형, 향
학 번 : 2009-2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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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 디자인의 이슈 중 하나인 감성디자인은 기능주의와 이성적 디
자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에 있으며, 그 연구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사람들의 소비 행태나 소비자의 욕구와 니즈(needs) 또한 자연스럽게 변
화되었는데, 이전에는 제품이나 디자인의 기능적인 측면이 소비를 유발하
였다면 현재의 소비자들은 생활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만족을 줄 수 있는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
합리성의 영역에서 욕구의 영역으로, 즉 객관적인 영역에서 주관적인 영
역으로 소비 및 경제의 기본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1). 이에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를 파악하여 디자인에 적용하는 감성디자인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 기업에서는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
고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창조하기 위하여 다방
면에 걸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인간 감성의 기본 요소중 시각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행
위를 결정짓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과 이로
운 것, 즉 독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장 먼저 구분해내는 도구로써
현대 사회로 발전해 오기까지 인간의 수명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 감성 요
소이다. 후각의 특성상 냄새 및 향기를 정확히 계측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는 후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우선 후각은 다른 감각들과

1)

마크 고베, <감성 디자인, 감성 브랜딩>, 서울: 김앤김북스, 2002 p.19
2

마찬가지로 대뇌 진화의 초기부터 발달해온 원시적인 감각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산업적 활용 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는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시각과 후각에 관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간 생활
의 안락감을 제공하고 제품 설계와 인간중심의 문화를 확립함에 있어 시
각과 후각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2).

색채는 시각적 요소이지만 공감각적 기능의 성향을 띄고있다. 공감각
현상이란 각 감각기관으로부터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진 지각이 그 감성에
있어서는 공통된 느낌을 주는 현상을 의미하며 색채는 이러한 공감각 현
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색채는 시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같은 감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공감각은 전달하려는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여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3)

.

본

연 구는 색채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시각과 후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색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1차 실험을 통하여 조형에 대한 이미지를 형용사로 추출하고
2차 실험을 통하여 향에 대한 이미지를 형용사를 추출하였으며, 3차
실험을 통하여 조형과 향의 추출된 형용사에 대응하는 색채를 선별
하였다. 형태에

의하여

추출된

색채와

향에

의하여

추출된

색채를

비교함으로써 형태와 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김수정. <시각과 미각의 형태적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1 . P.10
3)

권현정, <시각적 촉감과 색채감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웹 기반 감성평가 도구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2002, p.45
3

1.2. 연구내용 및 방법

1.2.1. 연구내용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대상에 관해, 제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4)를
시각과 후각의 상관관계 속에서, 색채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제품을 기반으로 시각과 후각에 대한 여러 유형에 대해 분
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택된 피실험자를 통하여 몇가지 대표적인 기본 향수 형태
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형태의 연상 색채를 알아 보기위해 우
선 피실험자에게 형태을 보여주고 공감각 형태 이미지를 추출 하였다, 그
런 다음, 형태이미지를 통하여 연상 색채가 도출하였다. 똑같은 형식으로
8개의 대표적인 향의	
   공감각적	
   이미지를	
   추출하여 연상 색채를 도출하였
다. 형태와 향이 도출된 연상 색채를 통하여 형태와 향의 상관 관게를 분
석 하였다.

1.2.2. 연구방법

연구 범위 및 방법

4)

박민영, <후각 중심의 감성디지인을 위한 색채 공감각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3
4

이론연구
감성디지인에 대한 이해
색채에 대한 이해
시각 및 형태에 대한 이해
후각 및 향에 대한 이해

실험연구
시각과 후각 색채의 관계 조사
연구대상 선정
연구 법위 및 방법

1차 실 험 및 분 석
형태에대한 연상 이미지 추출 및 분석

2차 실 험 및 분 석
향에대한 연상 이미지 추출 및 분석

3차 실 험 형 태 와 향 추 출 된 형 용 사 에 대 한 연 상 색 채 추 출
1,2차 추출한 이미지의 색채 비교 분석
색을 매개변수로 형태와 향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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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감성디자인 정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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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감성디자인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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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성디자인에 대한 이해

2.1. 감성디자인 정의 및 특징

2.2.1. 감성디자인의 개념

감성디자인이란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개성이 뚜렷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감성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디자인 방
법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기대 욕구, 특히 1차원적 인 기대욕
구부터 고차원적인 기대욕구까지 소비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기대욕
구 및 무의식 속의 기대욕구를 파악하고 추론하여 디자인에 적용시
킴으로써 완성된 결과물의 1차적 효용가치는 물론 소비자의 감성 까지
만족시키며 심리적 감흥을 일으키는 디자인이다5).

근래에 인간의 감성을 중시하고자하는 움직임은 단순히 디자인
영역만이 아니라 경영, 공학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감성은 매우 파악하기 힘든것이어서 감성의
연구가

감성공학이라는

형태로

공학겡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는

했으나, 효과적이며 실용적인 결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나

디자인은

감성에

대한

중요성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감성을

주고자하는

부각되기

목적을

가장

이전부터
핵심으로

구축된 체계라 할수있다.
5)

신동진, <감성디자인에 의한 기업홍보관 전시연출계획에 관한 연구 –국내외 대기업 사

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21
7

감성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홍길동은 " 감성디자인이란
뚜렷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가
요구를

다양해지고
적극적으로

개성이
파악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디자인 방법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감성이란,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중 하나로서 외부의 물리
적 자극에 의한 감각 및 지각을 통해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체험이며 그 순간 발생되는 정서적 반응, 생리적 변화 등이 표현적 행동
으로 나타난 결과인 기분(moods)이나감정(feelings)이고, 나아가 사고
(thoughts)의 동적 양상이다. 더 나아가 외부의 자극을 수용하는 능력이
며,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이 특정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복합적인 작
용이기도 하다6).

결국 인간 본연의 감성을 이끌어 내는 것은 외부의 자극을, 즉 감각이
기 때문에 감성디자인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인 오감(五感)에 주
목해야 한다. 오감을 통해 인식된 감각적 이미지들은 인간 내면의 심리적
요구와 욕망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심
리적 만족감을 준다. 따라서 오감을 통한 자극은 소비자의 구매를 유발하
는 촉진제가 되며 디자인과 인간의 감성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기업이나 브랜드, 제품과 소비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7).

6)

정주희, <감성디자인이 적용된 치유환경연구-여성전문병원 실내공간디자인>,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p.6
7)

강재우, 앞의 논문, p.9
8

2.2.2 감성디자인의 발전

감성 디자인의 발전 과정에는 기존의 서로다른 디자인 전략과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감성공학의 개념 및 다수의 심리학 관련 연구
방법과 시장 조사의 지식 등은 각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를 종합한
것이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감성적인 생명체다. 인간의 감정은 흔히 사
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인상을 남기므로 인간과 제품간의 감정을 파악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다.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제품 생산
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결과와 사례를 참고하여

연구와 교육영역에서의

디자인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감성 디자인 규율과 일부 방법론의 결론을
발견하려 노력하였다. 이는 감성 디자인 발전의 특징 중 하나로 끝없는
탐구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수많은 학자들과 디자이너들이 감성 디자인에
기여한 탐구와 발견은 감성 디자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
다.

현재 감성 디자인 이론의 발전은 아래 영역의 지식에서 수익 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인지심리학: 인간의 인지를 컴퓨터와 기술적인 기능을 통해 정보 가공
의 관점으로 인간의 인지과정을 파악한다. 인간의 인지과정은 하나의 주
관적 정보 찾기, 정보 받기와 일정한 구조 중에서 가공하는 과정이라고
간주한다.

인류학: 인문주의적 연구로, 인류가 현재와 과거의 생물, 언어, 사회와
9

문화의 다양성 등의 내용을 탐구한다. 주요학과로는 고고학, 신체인류학,
문화 인류학 및 언어인류학 등이 포함된다.

문화인류학: 인류학의 분과학파 중 하나로, 인류사회의 비생물학, 행위
학의 내용(사회,언어, 인류행위의 기술성분)을 탐구한다. 문화인류학의 두
가지 중요한 분과는 인종학과 민족학이다. 유럽에서는 사회인류학이라고
칭한다.

어의학: 상품 어의학, 1960년 독일 UIM설계학원의 설계부호학에서 기
원하였고 그의 탐구영역은 어법학, 어의학, 어용학 등 세 방면을 포괄한
다.

디자인 이론은 아래 내용을 포괄한다.
인기교호디자인: 인류가 어떻게 컴퓨터를 활용할 것인가와 컴퓨터가 인
류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탐구하는 다원화 학과이다. 이 학과는 광
범위한 영역으로 컴퓨터, 과학, 심리학, 생물학, 정보학, 자연과학, 회화디
자인, 사회학 등 학과가 있다.

협동디자인: 디자이너와 사용자가 동일한 시점에서 디자인 철학을 협동
탐구하는 이론이다.

사용자계디자인: 도형사용자계에 의거하여 사용자와 시각적인 감각을
통해 소통하고 교류한다. 적은 양의 숫자를 입력하면 시스템과 함께 움직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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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디자인: 통용 디자인 개념은 정확히 80년대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변천과정은 50년대로 봐야 한다. 통용디자인이 제출한 본의는 장애인, 노
인, 아동 등특정된 단체의 기타 디자인 개념과 구분해야 하며, 모든 사람
들을 위해 디자인한 것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같은 수준의 도움과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용자중심디자인: 디자인은 마땅히 사용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
며 상품은 당연히 사용자의 여러 가지 수요에 만족 되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디자인이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표현된다. 사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은 디자이너들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측면을 분석하고 예견하는 것
을 요구 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하여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특별이 강조할 것은 상품 개발 시 감성 디자인 이론은 감성공
학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단순히 상품의 가시화와 특징에 대한 평
가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부 효능과 상품 원소와 관련 있는 관계에 대
해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8).

8)

진전만. <노트북에 있어서의 감성디자인 모델 구축 연구> 동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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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색채의 인지

3.1. 색채의 개념

인간은 시각적인 요소로 정보의 80%를 얻는다. 눈에 보이는 시각 요소
는 모두 색채로 표현되기 때문에 시각전달체계에 있어서 색채는 매우 중
요한 요소이다9).

색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색은 빛이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색
은 물체와 빛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이다. 물체에 빛을 쏘이면
반사, 투과, 흡수의 현상이 일어난다. 색이 보인다는 것은 이 반사광 또는
투과광이 눈에 자극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사와 투과에 의
해 나타난 색을 물체색이라고 하고,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광에 의해 나타
난 색을 표면색이라고 한다. 또한 유리나 물과 같이 빛을 투과 함으로써
색을 나타내는 것을 투과색이라고 한다. 즉, 물체가 빛의 파장을 얼마나
반사, 흡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색이 표면색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10)

.

색을 보거나 느끼는 행위는 빛, 물체, 눈(시각기관) 의 3요소가 갖추어
졌을 때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시각의 3요소라고 한다.

9)
10)

문은배, <색채의 이해>, 2002, 서울: 도서출판국제, p. 14
권영걸, 김현선, <쉬운 색채학>, 2011, 서울: 도서출판 날마다, 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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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색을 느끼는 경로

광원으로부터의 빛이 물체에 부딪혀 반사된 광선이 눈으로 들어와 각
막을 거쳐 망막에 닿으면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해져 색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인간의 눈이 빛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물리적, 광학적인 과정이고
인간의 눈 (망막)으로 받아들인 빛의 자극이 뇌에 전달되는 과정은 주로
생리학과 심리학의 분야이다11).

색채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색채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성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색채
는 시각으로 감각되고 지각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시각 이외에도 다른 감
각으로 파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각 현상들은 주로 사물들의 연상
감정에서 오는 것인데 미국의 색채 학자 체스킨 (Louis Cheskin)은 시각
을 일으킨 색채가 시각 외의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감각전이’
라고 하였다12).

11)
12)

조현주, 이광훈, 정혜민, <쉽게 이해하는 색채학>, 2006, 서울: 시그마프레스
William Charles Libby <색채와 감성적 감각>, 1988, 서울, 미진사, p.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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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색채 이미지와 연상

3.2.1 색채의 연상
'연상'이란, 심리학적 용어로서 하나의 관념으로 인하여 그와 관계되는
다른 관념이 떠오르는 현상을 뜻하며 ‘관념 연합 (zssociation of ideas)’
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13).

색채 연상 (color association) 이란 색채를 통해 이러한 연상 작용이
유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빨간색을 보고 피나 태양을 떠올리고 그 이미지
로부터 정열과 같은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과 같이 색채의 인상으로 인하
여 그것과 관계있는 사물이나 사건, 경험 등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14).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인간은 자신이 보았거나 경험했던 것을 기억
하는 범주 내에서 생각하고 표현하고 판단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색채를 보았을 때에도 우리는 색채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었
던 경험적 감정이나 인상의 정도에 따라 그 색채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연상하게 된다. 색채에 대해 반응하고 그것을 감지하는 데는 그리
많은 지력(知力)이나 상상력 이 요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색채는 제작
기 독특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서 그 분위기가 저절로 우리의 느낌에 와
닿기 때문이다. 이처럼 색채는 인간의 심리구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
고 있다15).

빨간색을 보면 사과를 떠올리거나 피나 태양을 연상한다. 청색을 보면

13)

한국어사전편찬회편, <한국어 대사전>, 서울: 현문사, 1976, p.1159
윤혜림, <색채심리 마케팅과 배색이론>, 2008, 서울: 도서출판국제, p. 20
15)
Faber Biren, <색채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1993,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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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바다나 하늘을 떠올리는 등, 색채는 높은 연상가를 갖고있다. 그것은
색채는 관념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색채의 연상을 자유
연상법으로 실시해 연상되는 단어를 분류 및 정리하면, 사과나 태양 등의
구상적인 것과 정열 이나 분노 등 추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사물연상이

유아,
많고,

소년기에는

청년,

성년,

주변의
노년기에

동,

식물

이르면

등의

구체적인

구체적인

연상에서

이어지는 추상적인 연상이 많아지게 된다.

우리가 흔히 소녀는 감성이 섬세하다는 이야기를 많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성의 폭도 넓어진다는 것이다. 남녀별로 보았을때
여성의 경우 음식과 관련하여 주로 표현하였고, 최초의 색에서 연상되는
것과 연관되어 다른 색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로 처음에 적색에서
사과가 연상되면 주황색은 귤,황색은 레몬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연상은 개인적인 경험,기억,사상, 의견 등과 관련되어 색채에 직접
투영되는 것인데, 하나의 색에서 연상되는 단어는 제한되어 있어서
빨간색,파란색등 연상어가 많은 색이라도 한 사람이 10단어 정도를
떠올린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연상이 일어나며, 특히 유채색에는 그 구체적으로
연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무채색은 추상적인 연상이 나타나기 쉽다.
또 빨간색, 파란색 횐색은 특히 하나로 집중되어 연상되기 쉽고, 녹색과
노란빛을 띄는 녹색은 유사한 연상의 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색상이 아닌
중간 색상은 연상되는 개체의 수가 적다. 색의 연상에 관해서는 색의
이름 만큼 색채 견본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다소 틀리는데 크게 차이는
16

없다.

색채 연상의 조사 사례는 많이 있다. 표1,표2,색채 계획에서 색을
선정하는 경우, 고착된 연상으로 특징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좋다. 즉
연상하기 쉬운 색인 빨간색이나 주황색, 파란색, 흰색 등은 고정된
개념을 갖기 쇱다. 난방기에는 물이나 차가움을 연상하는 파란색을
사용하기보다는

따뜻한

불꽃,

불을

연상시키는

난색인

빨간색이나

주황색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냉장고,선풍기 등에는 빨간색이나
주황색

보다도 시원함, 상쾌함을 연상시키는 한색계통 쪽이 자연스러운

색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흰색

청순, 결백,신성, 웨딩드레스, 청정

회색

평법, 소극적, 차분, 쓸쓸함, 안정, 스님
밤, 악함, 강함, 신비, 정숙, 슬픔, 불안, 상복, 모던,

검은색
장엄함, 죽음, 공포

<표 1> 무채색의 연상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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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발은 색의 경우

순색의 경우

어두운 색의 경우

행복,봄,온화함,

기쁨, 정열, 강열,

젊음,순정

위험, 혁명

따뜻함, 기쁨, 명랑

화려함, 약동, 무질서,

가을, 풍요, 칙칙함,

애정, 희망

명예

노후됨,엄격,중후함

황제, 환희, 발전

신비, 풍요, 어두움,

노폐,경박, 도전

음기

생명, 사랑, 산뜻,소박

안정, 차분함, 자연적인

색상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미숙, 활발, 소년
연도색

초보적인,신록,목장,
초원

녹색

양기,온기,명랑, 기쁨,

침착, 우수, 심원함 ,
희망,휴식,위안,

평화,희망,건강,안정,

(깊은 숲, 바다, 산 등
지성고독, 생명

파랑색

청보라

상쾌, 산뜻

연상)

젊은,하늘,신, 조용한, 희망,이상, 진리, 냉정

어두움,근심,쓸쓸함,고독,

상상, 평와

반성, 보수적

젊음

장엄,신비,천국, 환상,

위엄, 숙연함, 불안,
차가움,영국왕실, 이해

색

차가움

공포, 고독, 신비

보라색

귀인,고풍,고귀,우아,
귀,섬세함,퇴폐,권력,
부드러움,그늘,실망,
도발
근엄

적

도화적,화려함,사치,

신비,중후,견실,고풍,고뇌,
궁중,왕관, 권력, 허영

보라색

섹시

우수,칙칙함

<표 2>

유채색 연상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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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색상환에서의

이 미 지 언 어 : 저자가 수년간 기획한 색상환으로

박도양교수, 마가렛월치교수, 파버비렌, 피스터, 루처 등,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형용사는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국내의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색상에 해당하는 채도가 낮아 질수록 색채가 갖는 이미지 연상언어의 강도도
낮아진다. 또한 일부 색은 이미지가 변하기도 한다.

귀엽다-아기-부드러움 등의 연상을 떠올리게 하는 핑크는 아기의류
등의

색에

많고,

베이비

핑크라는

색명도

있다.

고가-상품-

침착성-성인복을 연상하는 자주색은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는 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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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고 있다.

색채를 결정할 시에는 전체 분위기에 맞는 색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그림2>는 연상언어를 중심으로 색채를 선정한 예이다16).

3.2.2. 색채의 이미지언어

앞서 말한 기본적인 색채의 이미지구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색채는
보는 사람마다 유사한 연상을 하거나 또는 일정한 집단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연상할 수 있는 색상의
이미지를 서술한다. 이런 보편적인 이미지 연상으로 안전색이나 상징색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본적인 색상환을 구성하는 빨강, 주황,
노랑, 연두, 녹색, 청록, 파랑, 감청, 보라, 자주색에서 서술되는 색채의
이미지를

연상할

시에는

기억(과거의

경험)을

주의해야한다.

그림

<그림2>는 저자가 수년에 걸쳐서 실제 설문을 실시한 결과와 색채 학자
(박도양교수, 마가렛월치, 피스터, 루쳐, 파버비렌) 들의 기본적인 색채
이미지 연상을 톤을 포함하여 표기한 것이다. 절대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연구결과 긍정적인 평을 얻은 결과표이다. 원색인 선명한 톤에서 색의
연상 이미지가 가장 강하며, 흰색에 가까운 연한, 아주 연한 톤이 될수록
드 이미지 연상 언어가 약해져서 어리숙한, 연한, 부드러운 순수한 등의
이미지를 갖는다. 즉, 선명도가 낮아질수록 상반된 이미지를 갖는다.
어두워질수록 마찬가지로 무거움, 깊이 있음, 오래됨 등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다소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색채의
연상에서 떠올리는 것은 톤이 가미되지 않은 해맑은 색상을 서술하는

16)

문은배, <색채의 이해>, 2002, 서울: 도서출판국제 P13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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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데 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7).

3.3. 색채 공감각

공감각 (共感覺, Synesthesia) 이란 감각의 한 수용계에 자극이 주어졌
을 때 본래의 감각 (1차 감각) 이외에 다른 양상의 감각 (2차 감각) 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18). 그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syn(
함께)과 anesthesis(지각하다)가 합쳐진 의미로 ‘결합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감각의 한 수용 세계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해당 감각
계통에 따르는 반응 외에 다른 감각 계통에 따르게 되는 감성 반응을 함
께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19).

“신경계의 모든 부분은 서로 결

합되어 있고 그 가운데 어느 한 부분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부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반응할 수 없다”고지적한 신경생리학의 권
위자 찰스 쉐링턴 (Sir Charles Sherrington)의 언급은 이를 뒷받침한다
20)

.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감성어들

이 공감각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드러운 맛’, ‘달콤
한 목소리’, 또는 ‘가벼운냄새’ 등과 같은 표현을 보더라도 어떠한 형태로

17)
18)
19)

20)

문은배, <색채의 이해>, 2002, 서울: 도서출판국제 P140.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E.H.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서울: 열화당, 1992, p.400
문영애, <재즈이미지에 의해 형성된 공감각적 색채와 비례에 의한 복식조형>,
연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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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감각 사이에 미치는 상호 영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내재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 할 뿐, 이러한
감각의 경계 넘기 현상은 시시각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은 어떤 사물을 경험할 때 하나의 감각에 의존하기 보다는 타 감각과
의 공유를 통해서 기억을 형성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1).

이러한 공감각 현상은 색채와 연관되어서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어
떠한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음으로써 특정한 색채를 떠올리거나, 반대
로 색채를 보았을 때 맛이나 향을 연상하는 것을 색채 공감각이라 한다.
러 시 아 출 생 의 현 대 추 상 회 화 의 창 시 자 인 바 실 리 칸 딘 스 키 (Wassily
Kandinsky) 는 그의 저서를 통해 색채와 소리, 색채와 형태를 연관 지어
언급하였고, 색채와 형태 사이에 리듬감과 율동감이 느껴질 수 있는 작품
활동에 매진하였다. 색채연구학자 요하네스 이텐 (Johaness Itten)은 형태
와 색채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찾는 연구를 통하여 색채와 모양의 관계성
을 규명하였다22).

가. 색채와 맛
사람들은 음식의 색감에 대해 대부분 즉각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음식에서의 색채는 식욕의 증진과 감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미각과 관련된 조사결과
중 하나를 보면 빨강이 가장 식욕을 증진시키는 색이며, 빨강에서 주황으
로 갈수록 식욕은 더 자극되고 노랑부터 그 정도가 낮아졌다가 초록이 되

21)

김병옥, <감성 구조화를 통한 브랜드디자인의 공감각적 표현 연구-브랜드로고디자인의

소비자 체험적 태도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28
22)

장진희, <미각에 따른 연상 색채 및 연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11, p.18
22

면 다시 식욕을 자극한다는 견해도 있다. 파랑, 보라, 자주는 식욕을 거의
자극하지 못하는 색이며 난색은 단맛, 한색은 신맛이나 떫은 맛, 무채색
은 짠맛과 관계가 깊다고 한다 23). 색채와 맛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표
3>와 같다.

맛

색채

단맛

빨강, 핑크

짠맛

청록색, 회색, 흰색

신맛

노랑. 연두

쓴맛

올리브 그린, 밤색

<표 3> 색채와 맛

나. 색채와 촉감

색채의 특성으로 인해 색채에서 재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밝은 분홍색에서 부드러운 촉감이 연상되고, 어둡고 탁한 색채에서는 딱
딱한 느낌, 빨강이나 주황과 같은 난색 계열은 건조한 느낌, 파랑과 청록
등의 한색 계열 색채는 촉촉한 느낌을 유발한다. 채도가 낮은 연두색에서
는 끈적끈적한 점착감을 느낄 수 있다 24). 색채와 촉감의 관계는 <표 4>
과 같다.

23)
24)

윤혜림, 앞의 책, p.28
장진희, 앞의 논문, p.21
23

축감

색채

부드러운

밝은 분홍색, 밝은 노란색

촉촉한

파랑, 청록 등의 한색 계열

건조한

주황 등의 난색 계열

딱딱한

어둡고 채도가 낮은 색채

<표 4> 색채와 촉감

다. 색채와 모양

색채나 형(形)을 볼 때 그것을 형태로서 인지할 뿐 아니라 색채나 형에
대한 감정이 더해져 특정 이미지가 생성된다. 심리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관찰자, 즉 인간의 연상이 작용하기 때
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색채학자 비렌 (Faber Birren)은 빨강은 정사각형,
혹은 입방체(立方體), 주황은 직사각형, 노랑은 삼각형 혹은 삼각추(錐),
초록은 육각형 혹은 정이십면체, 파랑은 원 혹은 공 모양,보라는 타원형
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현대추상미술의 선구자인 화가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는 색채를 운동으로 파악하여 노랑은 원심적, 파랑은 구심적
으로 움직이며 빨강은 안정적이라고 언급하였다25).

25)

최영훈, 손계중, 유대석, <색채의 원리와 활용>, 서울 : 미진사, 2004, p.71
24

<그림 4>칸딘스키의 색채와 모양

<그림 3>비렌의 색채와 모양

라. 색채와 소리

특정 소리를 듣게 되면 색채나 빛이 떠오르는 현상을 색청
(color-hearing)이라고 한다. 이때 음의 높낮이에 따라 색채에 대한 감수
성 또는 지각되는 색의 톤이 달라지거나, 음의 크기 변화에 따라 시각적
인 밝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뉴턴(Isaac Newton)은 17세기에 무지개의
색채를 7음계와 연관시켰으며 칸딘스키는 ‘추상회화론’에서 악기의 음색
을 언급하며 트럼펫의 예리한 음색은 노랑, 높고 맑은 소리의 바이올린은
빨강, 첼로의 음색은 어두운 파랑으로 서술하였다 26). 색채와 소리의 관계
는 <표 5>와같다.

26)

소리

색채

낮은음

저명도의 어두운 색

높은음

밝고 강한 채도의 색

시끄러운 소리

선명한 빨강을 비롯한 밝고 선명한 색

조용한 소리

밝고 가벼운 색

윤혜림, 앞의 책, p.26
25

<표 5> 색채와 소리
마. 색채와 향
어떠한 색채는 경험에 의해 꽃이나 음식 등의 향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냄새를 잘연상시키는 색채는 분홍, 연보라, 연노랑, 초록이고 회색, 갈색,
검정 등 일반적으로 어둡게 느껴지는 색은 냄새를 잘 연상시키지 못하는
색이라고 한다. 보편적으로 구체적인 물체의 색채와 냄새가 강하게 연결
되어, 색채가 냄새를 연상적으로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좋은 향기
를 내는 꽃이나 과일의 색채가 좋은 냄새를 느끼게 하는 것이 그 예이다
27)

.색채와 향의 관계는 <표 6>와 같다.

향

색채

좋은 냄새

고명도 고채도의 색

나쁜 냄새

저명도 저채도의 색

향기로운 냄새

고명도의 난색계열

짙은 냄새

저명도 고채도의 색

<표 6> 색채와 향

27)

윤혜림, 앞의 책, 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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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색채의 분류와 3속성

색의 분류

원색의 정의
다른색을 혼합해 만들 수 없는 색을 원색이라 한다. 하나의 색을 더 이
상 하나의 요소로 분해할 수 없는 것이다. 기타 다른 색들의 전부를 혼합
하면 빛의 색의 경우 백즉 색광의 혼합이며, 색료의 경우는 검정색으로
이것을 색료의 혼합이라고 한다.

무채색
흰 색에서부터 검정색까지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의 회색층을 말한다.
색상이나 채도는 없고 명도의 차이만 가지는 계열의 색을 통틀어 무채색
이라 한다. 스펙트럼을 통한 반사율 약 85%가 흰색, 약 30% 가 회색, 약
3%가 검정색이다. 무채색의 온도감은 차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성색이
다. 그러나 의복의 경우 검정옷을 착용하면 빛의 흡수가 높기 때문에 따
뜻하고 흰색은 반대이다. 회색은 완전한 중성색이다.
중성의 느낌을 갖는다. (차갑고 따뜻한 느낌이 없음)

유채색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말하는데, 즉 빨강,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등과 그 외에 그 사이색은 물론 이상의 색감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 으 면 모 두 유 채 색 이 다 . 색상, 명도, 채도를 가진 빛깔, 노랑, 파랑과
이들이 섞인 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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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의 3속 성

색 상 (Hue)
색감과 성질을 감각에 따라 식별하는 색의 종류로 색상의 명도나 채도
는 상관없이 색채를 구별하는 데 필요한 색의 명칭을 말한다. 스펙트럼
에서 보이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의 7가지 색과 그
사이의 수많은 색들 을 말한다. 이 색들은 연속적인 속성을 지닌다.

- 색상환, 색환 : 색채를 식별하는데 필요한 색채의 명칭이며 이 색상적
의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둥글 게 배열하여 만든 것이다.
- 멘섹의 10 색상 : 빨(R), 주(YR), 노(Y), 연(GY), 녹(G), 청(BG), 파(B),
남(PB), 보(P), 자(RP)
- 유사색 : 색상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색들을 말한다. 색상치가 적
다.
- 반대색 : 색상환에서 먼 거리에 있는 색들을 말한다. 색상차가 크다.
- 보색 : 색상환에서 대각선 방향의 정반대에 있는 색을 말한다. 드 색을
섞으면 무채색이 된다.

명 도 (Value, Lightness)
먼셀 표색계에서는 Value로 표기하며 색상끼리의 명암상태 또는 색채
의 밝 기 를 나 타 내 는 성 질 로 이 러 한 백색, 흑색, 회색 의 밝기를
감각적으로 척도화한 것을 말하는데 무채색과 유채색 모두에 나타나는 밝
기를 명도라 한다. 백색에 가까울수록 높은 명도이고 흑색에 가까울수록
낮은 명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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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과 백을 상하관계에 놓고 감각적 척도에 따라 균일한 단계를 내어놓
은 것을 Gray Scale이라하며 명도의 기준 척도로 사용된다.

명도가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것의 단계차가 4단계 이내의 조합
상태를 단조(Minor Key)라 하는데 이 경우 유연하고 정적인 조화를 이룬
다.

장조(Major Key)는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것의 단계차가 4단계
이내의 조합상태 일 때를 말하며 강하고 동적인 조화를 나타낸다.

- 고명도: 명도가 높은 색을 말한다. 흰색에 가까울수록 고명도이다.
- 저명도: 명도가 낮은 색을 말한다.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저명도이다.
- 중명도: 고명도와 저명도의 중간 단계를 말한다.
- 그레이스케일: 검은색과 흰색 사이의 단계를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한다.

실제의 색입체에서는 순수한 검정 과 백색광의 흰색은 없다. 그레이 스
케일(GreyScale)은 명도의 기준 척도로 색이 표준은 물론 사진, 인쇄, TV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채 도 (Chrom a)
채도란 색의 선명도를 말한다.포화도(Saturation) 라고도 하며 명도는
순색에 백색이나 흑색을 섞으면 어두워지거나 밝게 변하지만 채도는
흑과백에 관계없이 섞을수록 점점 흐려진다. 이와 같이 색의 순도, 포화
상태의 강약을 나타내는 성질을 채도, 또는 포화도 라고 한다. 그러므로
채도가 가장 높은 색을 청색(Clear color)이라 한다. 즉, 색의 탁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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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의 강약이라고 할 수 있다. 순색에 무채색을 많이 배합할수록 채도
가 낮아지며 색을 적게 배합할수록 채도가 높아진다. 유채색끼리도 많이
섞을수록 채도가 낮아진다.

- 순색: 무채색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색을 말한다.
- 맑은색: 색 중에서 채도가 가장 높고 깨끗한 색을 말한다.
- 탁색: 채도가 낮은 색을 말한다.28)

28)

Daum지식.
Http://k.daum.net/qna/openknowledge/view.html?category_id=QJ&qid=2ej16&q=%BB
%F6%C0%C7+%BA%D0%B7%F9&srchid=NKS2ej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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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각과 형태의 관계 및 특징

4.1. 시각의 특징

빛의 감각 및 이에 따르는 공간의 감각을 시각이라 한다. 시각으로 우
리는 외계의 물체의 크기 형태 빛 밝기 등을 비롯하여, 공간에 있어서의
위치와 운동을 지각한다. 시각 기관은 눈이지만, 빛을 느끼는 곳은 눈 속
의 망막이다. 그 밖의 구조는 빛을 망막으로 빠르게 도달시키기 위한 통
광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빛을 굴절시키는 것은 각막, 안방수, 수정체,
유리체 등의 개체이다. 그 중에서 수정체의 굴절률이 가장 크므로, 눈에
서의 빛의 굴절은 주로 수정체가 맡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의 눈은 약
6m이상의 거리에 있는 물체를 망막에 정확히 상을 맺는다. 하지만 이보
다 가까이 있으면 망막 후방에서 상을 맺게 되므로, 수정체를 두껍게 해
서 굴절률을 증대시킨다. 이것을 눈의 조절작용이라 하며, 나이가 먹어갈
수록 감퇴된다.

망막은 눈의 내면을 덮고 있는 막으로, 몇 개의 세포가 층을 이루고 있
다. 빛을 느끼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시세포이다. 시세포는 그 돌기
의 모양에 따라 원추 세포와 간상 세포 두 종류로 구별한다. 원추 세포는
망막 중심부에 많고, 빛이 강한 때 작용하며, 빛깔을 느끼는 기능이 있다.
간상 세포는 망막 주변부에 많이 분포하고, 어두운 곳에서 약한 명암의
차를 느낀다. 시세포는 양극 세포를 통하여 신경 세포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원추세포는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신경세포와 대응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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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명확하게 식별한다. 간상세포는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신경세
포와 연결되어 있다. 신경세포의 돌기는 시속신경이 되어, 눈에서 나오면
교차하여 외측 슬상체에서 끝난다. 이 때 두 눈의 왼쪽 반이 좌측 슬상체
로 가고, 오른쪽 반이 우측으로 간다. 외측 슬상체에서 시방선을 거쳐 같
은 쪽의 후두엽의 시각령에 이른다. 빛의 감각에는 빛의 양의 다소를 구
별하는 밝기의 감각과, 빛의 종류를 구별하는 색의 감각이 있다.

밝기의 감각은 외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점차
망막의 감수성이 높아지고, 밝은 곳으로 나오면 재빨리 망막의 감수성이
낮아진다. 또 빛이 들어와도 일정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빛에 대응
하 는 감각 이 발생하 지 않 는 다 . 반 대 로 빛 을 차 단 해 도 감 각 은 금 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지된다. 비가 실같이 보이는 것은 이 때문
이다. 색의 감각은 주로 파장과 관련되어 있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빛
의 파장은 760~380mμ이다.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상은 빨강에
서 보라색까지인데, 사람의 눈은 약 160가지의 색상을 구별할 수 있다.
색상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빛의 강도는 색에 따라 다르다. 충분히 밝은
때는 노랑색이 밝고, 자주색은 어둡게 보인다. 그러나 빛이 약해지면 스
펙트럼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부분이 노랑에서 녹색 방향으로 이동하므로
,해질 무렵에는 파랑색이 잘 보인다. 밝기나 색 감각 이외에, 외계의 물체
의 모양, 위치, 거리 등을 알아내는 공간 감각이 있다. 똑바로 전방을
바라보았을 때 시력이 미치는 범위를 시야라고 하며, 외하방이 가장 넓고
,그 밖의 방향으로는 좁다. 이때 물체의 형상을 분간하는 능력을 시력이
라 한다. 물체를 둘로 구별하는 최소의 시각으로 인지하는 데 평균 1분이
소요되며, 이 역수를 시력이라고 한다. 한쪽 눈으로도 물체의 모양을 분
간할 수는 있으나, 두 눈으로 보면 양쪽 시야가 중복되어 넓은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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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다. 동시에 두 눈으로 함께 보이는 부분에서는 시력이 증가되며,
또 깊이에 대한 감각도 생긴다29).

4.2. 형태의 일반적 이해

4.2.1. 형태의 정의

형태 (Form) 란, 선형 (Shape) 의 외곽을 한정짓는 색상과 명암의 변
화, 혹은 둘러싸인 선 (Line)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각적으로 지각되는 영
역이다 30). 형과 형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동의어로 흔히 사용되지만
형태는 예술적 의미를 지니며, 형(形)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제품 전체의
시각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색상, 질감, 명도, 구성, 균형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형태는 이제 단순히 기능성이나 합리성만을 이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에질적 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기호(select)와 취향에 따른 감성
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비 유형을 취하기 시작했다31).

4.2.2. 형태의 구성 내용
에스킬드 짤브(Eskild Tjalve)는 형태란, 부분 요소들의 어떤 배열과 전
체의 구조로 표시되는 형상이라고 정의하고 제품의 형태적 속성을 크게

29)

두산세계대박과 EnCyber
Arthur Wing field/dennis L.Byrnes <인간 기억의 심리학> 범문사. 1989. p4
31)
송광연 <포장디자인의 상징적 특성화에 관한 연구> 2002, p13
34
30)

제품의 형태를 이루는기본 성질, 형태의 변이를 일으키는 매개변소, 그리
고 형태를 이루는 부분 요소들의 결합으로 정의하였다.32).

제품의 형태를 이루는 기본 성질 : 구조(structure), 형상(shape), 재료
(material), 치수, 표면(surface), 색상(color).

형태의 변이를 일으키는 매개변수 : 엘리먼트(element)의 수, 배열 형
태기하(엘리먼트의 기하학적 변형), 치수(엘리먼트들의 크기)

형태를 이루는 부분 요소들의 결합 : 시각적 균형, 리듬, 비례, 선과 면,
접합부우시우스 윙(Wuicius Wong)은 형태를 다음과 같이 개념요소, 시각
요소, 상관요소, 구축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였다33).

형태(form)는 형상(shape)과 혼동되기 쉬운 용어이지만, 3차원의 형태
는 평면에서 다수의 2차원적 형상으로 묘사될 수 있고, 이것은 단지 형태
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뜻한다. 형태가 공간에서 회전할 때 회전의 각 단
계는 조금 다른 형상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인간의 눈에 각기 다른 면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형태는 디자인 전체의 시각적인 외형이다. 또
한 색상과 크기, 질감 등으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모
든 시각적 요소는 집합적으로 형태라고 말해진다. 구조(structure)는 형태
와 조립되는 방식, 즉 여러 개의 형태가 서로 결합되는 방식을 좌우한다.
이것은 전체 공간의 조직이며 형상, 색상, 그리고 질감 등의 골격이 된다
.34)

32)

Eskild Tjalve, 서병기 역 <프로덕트 디자인> 미진사, 1983, p101-104
Wucius Wong, <Principle of form and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1993, p38
34)
Wucius Wong, <Principle of form and design, Van Nostrand reinhold> 1993, p5-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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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형태의 구성 요소의 분류

디자인 구성요소의 변화요인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인 색채는 일반적으로
이의 구성요소인 색상(hue)과 톤(tone)에 의해서, 또는 명도(value), 채도
(chroma)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톤은 명도와 채도가 합쳐진 개념이므로,
결국 색상, 명도, 채도라는 구성요소의 조합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나 색
상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의 속성들의 구성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있으나, 형태 (form)의 경우에는 색채와 같이 명확한 구성요소가 밝혀있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색채 또한 형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한 부분이기 때
문에 속성들을 분류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구성방법을 공식화하는 것은 어
렵다. 또한 형태는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이 환경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모든 제품의 형태를 색채에서 분류와 같이 일관된 체계로 분류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35) 하지만 형태를 이루는 요소들을 설정
하였을 때 조형화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조형적인 목표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부분적인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조형화 과정에 있어서
형태의 기본적인 구조와 형태요소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형태는 조형언어로 표현된다. 그러나 실제로 디자인 개발에 있어 형태
는 구체적인 물리형태로 표현된다. 디자인에 있어 형태 구성요소는 다음
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35)

오혜춘, <제품의 형태속성 선택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 과학기술원, 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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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형원리를 기초로 상징적 심상이 구현되는 과정

첫째, 조형 언어에 의한 분류 : 조형 언어에 의한 분류는 점, 선, 면과
같은 조형 요소 단계의 분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사물이 형태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분류이다. 각 구성 요소는 세부 속성을 지닌다. 선의 경우
곡률이나 크기와 굵기, 색상의 경우에는 명도, 채도의 속성을 지니며 이
러한 요소들의 결합에 의하여 2차원의 모양 (shape)을 형성하게 되고, 이
러한 것들이 모여서 3차원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둘째, 조형 원리에 의한 분류: 조형 원리에 의한 분류는 조형 요소를
구성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법이다. 조형 원리에 의하여 조형 요소는 의
미를 가지게 되며, 상징성과 의미성을 지니게 된다. 상징성은 크게 2단계
를 거치는데 직접적인 심상으로서 안정감이나 운동감 등의 일차적이고 감
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고, 좀 더 고차원적으로 세련됨이나 재미있음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36)
36)

김수정. <시각과 미각의 형태적 상호 연관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37

4.3. 형태와 색채의 상관성

색채와 형태는 모두 시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색상
이 없는 흑백사진을 통해서는 우리는 형태의 지각을 통해 꽃이 만개해 있
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형태를 제외하고 색채 이미지를 나타
낼 색 면만 가지고는 꽃이 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단지 노란색이
밝고 기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림 6> 색과 형의 상관성 칼라- 흑백

이처럼 형태는 색채만으로는 불가능한 구체적인 정보 전달의 요소이다.
그러나 형태만으로는 색채가 지닌 감성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37)

2001. P 51. 52.
37)
오희선, 김숙희 공저 <재미있는 색 이야기> 교학연구사 2001.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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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후각과 향의 관계 및 향의 분류

5.1. 후각의 특징 및 인지 과정

냄새가 있는 화학물질의 분자에 의하여 비강 내의 후세포가 자극되어
일어나는 냄새의 감각이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수용하는 시각과 청각에 비해 후각이
퇴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나 좋은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이 풍부 해지며, 생활을 쾌적하고 즐겁게 해준다. 이처럼
냄새와 향기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감각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향을 통한 생활의 질적 향
상이라는 측면에서 후각에 대한 산업적인 연구도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38)
냄새 및 향기를 정확히 계측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후각의 특성을 충
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우선 후각은 다른 감각들과 마찬가지로 대뇌 진화
의 초기부터 발달하여온 원시적인 감각이다. 그래서 본능적인 행동과 관
련이 깊다. 동물의 세계에서 냄새란 위험을 예지하거나 먹이의 유해 여부
를 판단하는 등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준다. 종족끼리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다른 감각과는
달리 수면 중에서도 유일하게 제 기능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후각이다.
또 시각이나 청각이 물리적인 자극을 수용하는 감각 기관이라면 후각은

38)

김미지자, <21세기 디자이너를 위한 감성공학> 디자인 오피스, 1998.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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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인 자극을 받아들이는 화학 감각이다.

호흡하는 공기 중의 기체 물질을 인식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학 물질
을 식별해 낼수 있다. 후각은 극미한 물질에서도 고감도에 검출되고 몇
개의 분자를 지각 해낼만큼 매우 예민하다. 다만 다른 감각에 비하여 자
극의 강도를 구분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냄새에 대한 민감성은 개인에 따
라 크게 차이가 나며 일반적으로는 여자가 남자 보다 냄새에 민감하다.
하루중에도 아침이 저녁보다 4~10배 정도 냄새에 민감하고 습도가 높으
며 냄새에 대한 감도가 떨어지는 등 후각에도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

후각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택적인 피로 현상이다. 같은 냄새를
맡고 있어도 매초 2.5%씩 후각의 민감성이 감퇴되어 1분 이내에 약 70%
의 민감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생활환경에서의 냄새나 체취 등에 대
해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39)

5.2. 향의 인식

향은 인간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 기능은 크게 심
리적 기능,생리적 기능, 향균 기능, 마스킹 (masking)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향의 심리적 효과를 해명하는 과학 연구의 총칭을 아로마콜로지

39)

김미지자, <21세기 디자이너를 위한 감성공학> 디자인 오피스, 1998,,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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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achology)라고 한다. 최근 향의 심리학적 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해지면서, 향의 이미지 뿐 아니라 향 자체가 사람의 마음이나 몸에 작용
하는 심리적인 효과가 주목되고 있다. 심리란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로서, 향은 미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용을 하여, 마음에 드는
좋은 향을 사용했을 때에는 한층 기분이 밝아지고 타인에게도 호감을 주
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40) 향은 이성(異性)의 주목을 끄는 힘도 가지
고 있는데 이것은 생식본능과도 관련되어 있는 매력적인 심리작용의 하나
이다.41)

향은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향과 뇌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
학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향은 인간의 신체에 흥분, 진정, 집중, 편안함 등
의 현상을 유발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자스민 향은 흥분을 유도하고 라
벤더 향은 진정작용이 있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로즈마리
향은 집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향의 향균 기능에 대한 기록은 미라(mummy)의 어원에서 찾을 수 있다
.‘미라’라는 단어는 미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쓰였던 향료인 미르
(Myrrh)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향은 화학 합성 약품이 개발
되지 않았을 시대에 향균제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식품에 사용되었던
향신료가 음식의 보존에 공헌을 하였다는 기록도 발견된다. 따라서 향은
사용되는 제품의 살균력과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향은 다른 물질의 냄새를 덮어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냄새를 맡지

40)
41)
42)

김상진, 권소영, 간수연, 앞의 책, p. 24
조성준 편저, <향수의 예술>, 서울: 우석, 2002, p.39
조성준 편저, 앞의 책, p.39
42

못하게 하고 좋은 냄새만 맡게 하는 마스킹(masking)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 기능은 다양한 냄새를 지닌 원료가 사용되는 화장품을 제조할 때 유용
하게 사용된다.43)

5.2.1. 향의 종류

향은 후각을 유발하는 자극물로 향의 특성에 따라 일정 계열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그 구분이 과학적으로 엄밀하고 명확한 것은 아니다.44) 하지
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향을 분류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Carl Von Linnè), 네덜란드
의 심 리 학 자 즈 바 르 데 마 케 르 (Zwaardemaker), 프 랑 스 의 조 향 사 림 멜
(Eugene Rimmel)의 분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마이
클 에드워즈(Michael Edwards)의 분류를 알아보도록 한다.

스웨덴의 식물학자 린네(Carl Von Linnè)는 현재까지 사용되는 식물명
명법을 고안한 사람이다. 린네는 향에 따라 식물을 분류할 수 있다고 생
각하여 향의 느낌을 7가지로 구분하였다.45)

43)
44)
45)

김상진, 권소영, 간수연, 앞의 책, p. 25
향을 사랑하는 사람들, <향, 향수 이야기>, 서울: 한송, 1999, p.23
김상진, 권소영, 간수연, 앞의 책,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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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린네(Linne)의 향 분류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즈바르데마케르(Zwaardemaker)는 린네의 분류에
2개를 추가한 9개 분류를 사용하여 향의 분류를 보다 세분화시켰다.46)

	 	 	 	 	 	 	 	 	 	 <표 8> 즈바르데마케르(Zwaardemaker)의 향 분류

프랑스의 조향사 림멜(Eugene Rimmel)은 비슷한 향의 원료를 같은 그
룹으로 묶어 총 18가지로 향을 분류하였다. 조향사의 경험에 의한 향의
분류이기 때문에 실용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후 새롭게 발견된
향료, 특히 합성향료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제한점도 가지고 있다.47)

46)
47)

김상진, 권소영, 간수연, 앞의 책, p. 34-35
김상진, 권소영, 간수연, 앞의 책, 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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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림멜(Rimmel)의 향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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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마 이 클 에 드 워 즈 (Michael Edwards)의 향 분 류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향수 업계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마
이클 에드워즈(Michael Edwards)가 고안한 향 분류 시스템(Fragrance
Wheel)48)에 따른 분류를 사용하였다. 이 분류는 산업적으로 범용화 되어
있는 실용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림 7> 마이클 에드워즈(Michael Edwards)의 향 분류 시스템

48)

http://www.fragrancesoftheworld.com/fragrancewhee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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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류에 따르면 향은 상위 4계열, 하위 14계열로 분류된다. 향의 분
류 체계는<표 10>에서 볼 수 있다.	 

<표 10> 마이클 에드워즈(Michael Edwards)의 향 분류 체계

상위분류 중 플로럴과 오리엔탈, 우디는 계열 내에서 비교적 통일된 향
의 특성을 보이는 반면 프레쉬 계열의 경우 하위분류에 속하는 각 향의
특성이 비교적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플로럴, 오리엔
탈, 우디 계열의 경우에만 상위분류를 채택하고 프레쉬 계열의 경우는 하
위분류의 5개 향을 각각 채택하여 향을 총 8개 계 열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향의 분류와 각 특성은 다음과 같다.49)

49)

박민영.<후각 중심의 감성디자인을 위한 색채 공감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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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에 사용된 향의 분류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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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색을

매개변수로

시각과

후각

상관관계

조사

6.1. 실험 대상

설문조사의 표본 선정은 디자인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은 20대부터 30대까지 향수 구입이 많고 경험은,
시각, 후각적 장애를 갖고있지 않은 피실험자 30명을 선택하고 설문을
진행하였다. 실험 대상자 <표 12>와 같다.

성별

인원수 (명)

편균연령

여

17

21.3

남

13

22.3

합계

30

21.8

<표 12> 실험 대상자 선정

피실험자는 여성 17명, 남성 13명, 충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연
령은 21.8세로 집계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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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험 방법 및 분석 방법

1) 형 태 샘 플 추 출
(1) 여러 브랜드 향수용기 수집
(2) 향수 형태의 분류와 대표 형태 추출
조형의

분석도구로

향수병을

선정하였다.

향수병은

80개를

일차추출하여 유사형태로 9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2) 향 샘 플 추 출
마이클 에드워즈(Michael Edwards)의 향 분류 시스템으로 분류된 총 8
개 향 샘플을 사용하였다.

3) 실 험 용 형 용 사 와 색 채 표 조 사
실험에

의해

도출된

연상형용사의

분석을

위해

IRI

형용사이미

지스케일과 IRI HUE & TONE 120의 색 견본을 사용하였다.

4) 1차 실 험 형 태 에 대 한 연 상 형 용 사 추 출
(1) 1차 실험 방법
(2) 1차 실험의 결과 및 분석 방법
피실험자에게 형태 쇼 카드와 형용사 리스트를 제시하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각

형태에

대해한

4가지를

형용사

리스트에서

선택하였다. 추출한 형용사는 제일 높은순 부터 4가지 형용사 백분율로
계산 하였다.

51

5) 2차 실 험 향 에 대 한 연 상 형 용 사 추 출
(1) 2차 실험 방법
(2) 2차 실험의 결과 및 분석 방법
각 피실험자에게 계열별로 총 8개의 향을 맡게한 후 각각 연상되는
형용사 4까지를 선택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추출한 형용사는 제일 높은순
부터 4가지 형용사 백분율로 계산 하였다.

6) 3차 실 험 형 태 와 향 추 출 된 형 용 사 에 대 한 연 상 색 채 추 출
(1) 3차 실험 방범
(2) 3차 실험 결과 및 분석 방법
시험자에게

추출한

형용사(형태와

향의

합진

형용사)와

색표를

제시하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각 형용사에 대해 4가지 연상
색채 선택하였다. 추출한 색채는 제일 높은순 부터 4가지 색채 백분율로
계산 하였다.

7) 형 태 와 향 이 미 지 로 대 응 색 조 사
(1) 각 형태 이미지로 대응색 분석
(2) 각 향 이미지로 대응색 분석
각 형태 이미지와 향 이미지로 대응색이 색표에서 분석 하였다.

8) 색 을 매 개 변 수 로 형 태 와 향 의 상 관 관 계 분 석
(1) 각 형태에서 추출한 색채와 여러 향의 색채 비교 분석
각 형태에서 추출한 연상 색채와 향의 연상 색채를 색표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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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형태 샘플 추출

1) 여 러 브 랜 드 향 수 용 기 수 집

실험을 통해 현재 시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향수
재품 80개의 이미지를 수집했다. 수집한 향수의 제품 이미지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다양한 향수 재품80개 수집

향수 브랜드 콘텐츠는 Christan Dior, Chanel, Kenzo, Lancome, Hugo Boss,
Gucci, Vera Wang, Anna Sui, Bvlgari, Marc Jacobs, Givenchy, Ferragamo,
Burberry, Yves Saint Laurent, Lanvin, Docle Gabbana, Calvin Klein,
Vascase, To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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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 수 형 태 의 분 류 와 대 표 형 태 추 출

수집한 향수이미지중에 대표형태 이미지가 형태 이미지 스케일에서
분류하였다. 형태 이미지 스케일은 ‘Soft-Hard’와 ‘Static- Dynamic’를
구성하였다.

<그림 9> 형태 이미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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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향수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형태 이미지가 스케일<그림10>에
포지셔닝 시켜 분석하였다.

<그림 10> 향수 형태에 대한 포지셔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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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실험 대상을 위해 9개 대표적인 형태를<표 13>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향수 제품 9개 추출 하였다.

1

2

4

5

7

8

<표 13> 실험용 9개 대표적인 형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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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9

6.2.2. 향 샘플 추출

마이클 에드워즈(Michael Edwards) 향 분류 시스템에 통해서 향의 각
계열 특성을 잘 반영하는 시약 (원액 10%, 에탄올 90% 구성의 용액) 8가
지를 실험의 자극물<표 14>로 선택하였다.51)

계열명

향료명

플로럴 (Floral)

자스민 (Jasmine)

오리엔탈 (Oriental)

앰버 (Amber)

우디 (Woody)

베티버 (Vetiver)

아로마틱 (Aromatic)

알파인 라벤더 (Alpine Lavender)

씨트러스 (Citrus)

베르가못 (Bergamot)

워터 (Water)

센트 (Sea Scent)

그린 (Green)

그린 티 (Green Tea)

프루티 (Fruity)

피치 (Peach)

<표 14> 실험 자극물

51)

박민영 <후각 중심의 감성디자인을 위한 색채 공감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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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실험용 형용사와 색채표 조사

1) 실 험 용 형 용 사 조 사

실험에 의해 도출된 연상형용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IRI 형용사이미
지스케일이다.
‘부드러운(soft)-딱딱한(hard)’과
심리적

판단을

잣대로

하는

‘동적인(dynamic)-정적인(static)’을

공간에

사람들이

색채로부터

연상하는

이미지를 위치시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감성 공간이다.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유발되는 감성은 관념적으로 어떠한 이미지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감성의 이미지 구조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용사를

사용하여만

유추가

가능하다52).<그림

11>

따라서

시각에 대한 감성 및 후각에 의한 감성, 두 감성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형용사를 매개체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형용사이미지스케
일을 사용하였다.53)

52)

이종욱, <감성어휘를 기반으로 한 Image 검색>,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45
박민영 <후각 중심의 감성디자인을 위한 색채 공감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 47.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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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RI 형용사이미지스케일

형용사에 대한 조사 도구인 형용사리스트 작성을 위하여 신미경 등
(2001)54) , 박미경(2002)55) 의 향 형용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추출된 형용사와 IRI 형용사이미지스케일에 나타난 형용사
를 취합, 총 128개의 형용사가 포함된 형용사리스트를 실험에 사용하였
다.56)

54)

신미경, 민병철, 정순철, 박미경, 민병운, 남경돈, 김준수, <형용사를 이용한 향의 이미

지구조 연구의 두 방법 비교>,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연구논문, 2001
55)

박미경, <향에 의해 유발된 정서의 심리적 구조와 자율신경계 반응>,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2
56)
박민영 <후각 중심의 감성디자인을 위한 색채 공감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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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용 색 채 표 조 사

색채에 대한 조사 도구로 IRI HUE & TONE 120의 색 견본을
사용하였다. IRIHUE & TONE 120은 먼셀 색체계를 기초로 하여 색상
(hue)

명도(value)

색상(hue)과

채도(Chroma)의

색조(tone)로

용이하게 만든 색표이다.

IRI

HUE

&

TONE

단순화

3

시켜서

속성에
색채

의한
분포

색채표현을
분석을

보다

57)

120의

120색은

110개의

유채색과

10개의

무채색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10개의 유채색은 10개의 색상, 11개의
색조로 구성되어 있다. IRI HUE &TONE 120의 색 표본은 <그림 12>과
같다.

<그림 12> IRI HUE & TONE 120

57)

IRI 색채디자인연구소, http://www.iricol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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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1차 실험 형태에 대한 연상 형용사 추출

1) 1차 실 험 방 법

1차 실험은 피실험자에게 형태 쇼 카드와 형용사 리스트를 제시하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각 형태에 대해 형용사 리스트에서 4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2) 1차 실 험 결 과 및 분 석 방 법

실험에 통해서 선택한 형용사에서 제일 높은순 부터 4가지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에 선택된 형용사 횟수/ 피실험자 수에 선택된
형용사 횟수를 나누어 계산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추출한 형용사
다음<표 15>과 같다.

형태

형용사

선택 횟수

백분율

단정한

8

26%

소박한

7

23%

신틀한

6

20%

견고한

4

13%

매끄러운

13

43%

깔끔한

8

26%

귀여운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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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섬세한

4

13%

우아한

9

30%

여성적인

6

20%

매력적인

5

16%

성속한/부드러운

4

13%

개성적인

10

33%

섬세한

9

30%

귀여운/견고한

6

20%

화려한

4

13%

단정한

10

33%

소박한

9

30%

견고한

8

26%

딱딱한

5

16%

심플한/깔끔한

11

36%

클래식한

9

30%

소박한

5

16%

단정한

4

13%

소박한

11

36%

심플한

10

33%

클래식한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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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

5

16%

심플한

11

36%

깔끔한

9

30%

딱딱한/견고한

8

26%

섬세한/클래식한

4

13%

심플한

13

43%

단정한

11

36%

깔끔한

7

23%

남성적인/클래식한

5

16%

<표 15> 각 형태 추출된 연상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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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추출한

형태

형용사를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에서

13>했다.

형태1

형태2

형태3

형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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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그림

형태5

형태6

형태7

형태8

형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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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각 형태 형용사의 분포

형태 형용사 스케일 보면 SOFT-STATIC, HARD-STATIC 영 역 에 서
가장 밀집된 분포가 나타났다. 형용사의 경우 맑은, 온화한, 은은한, 우아
한, 모던한, 화려한 영역에서 가장 밀집된 분포가 나타났다.

6.2.5. 2차 실험 향에 대한 연상 형용사 추출

1) 2차 실 험 방 법

실험은 환기가 잘 되며 냄새가 없고 기타 감각적 자극이 최소화 된 실
내에서 일대일 면접으로 수행하였다. 후각 시험지(폭 6mm, 길이 65mm
의 특수 압축지)를 사용하여 끝에서 10mm 지점까지 시약을 적셔 피험자
의 코로부터 약 10-20mm 떨어진 거리에서 냄새를 맡게 하였다. 후각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각 계열별로 30초씩 휴식 시간을 유지하였다.58) 각
피험자에게 향의 계열별로 총 8개의 향을 맡은 후 각각 연상되는 형용사
4가지를 선택하여 기입하게 하였다.

2) 2차 실 험 의 결 과 및 분 석 방 법

실험에 통해서 선택한 형용사에서 제일 높은순 부터 4가지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에 선택된 형용사 횟수/ 피실험자 수에 선택된

58)

박민영 <후각 중심의 감성디자인을 위한 색채 공감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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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횟수를 나누어 계산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추출한 형용사
다음<표 16>과 같다.

향

연상 형용사

선택횟수

백분율

여성적인

13

43%

성숙한

9

30%

매력적인

7

23%

우아한

6

20%

여성적인

10

33%

부드러운

8

26%

수박한

6

20%

우아한

5

16%

중후한

9

30%

어두운

7

23%

무거운

6

20%

남성적인

5

16%

자연적인

9

30%

상쾌한

8

26%

신선한

6

20%

순수한

4

13%

산뜻한

13

43%

Floral

Oriental

Woody

Ar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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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us

상쾌한

8

26%

신선한

7

23%

시원한

5

16%

시원한

15

50%

상쾌한

10

33%

순수한

7

23%

스포디한

6

20%

산뜻한

11

36%

자연적인

10

33%

신선한

8

26%

시원한

5

16%

달콤한

12

40%

싱싱한

10

33%

귀여운

7

23%

즐거운

5

16%

Water

Green

Fruity

<표 16> 각 향의 연상 형용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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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추출한 향 형용사를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에서 표현 했다.

Floral

Oriental

Woody

Ar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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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us

Water

Green

Fruity

<그림 14> 각 연상 향의 형용사 분포

향 형용사 스케일 보면 SOFT-DYNAMIC, SOFT-STATIC 영 역 에 서
가장 밀집된 분포가 나타났다. 형용사 경우는 맑은, 귀여운, 경쾌한, 내츄
럴한, 화려한, 우아한, 온화한 영역에서 가장 밀집된 분포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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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3차 실험 형태와 향 추출된 형용사에 대한 연상
색채 추출

1) 3차 실 험 방 법

1,2차 실험에서 추출된 연상 형용사를 사용하며, 중복된 형용사를 다시
정리 및 합쳐서 형용사 리스트를 만들었다. 총 33개 형용사가 정리
되였으며, 시험자에게 형용사와 색표를 제시하고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각 형용사에 대해한 4가지 연상 색채 선택하게 하였다.

2) 3차 실 험 의 결 과 및 분 석 방 법

실험을 통해 연상된 색채에서 제일 높은순 부터 4가지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그 다음에 선택된 형용사 횟수/ 피실험자 수에 선택된
형용사 횟수를 나누어 계산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추출한 형용사
다음<표 17>과 같다.

형용사

연상 색채 백분율 및 순위

형태 형용사

DKB/DKPB (26%) DKG/DKP
단정한

(23%) DKBG (20%)
*
DPPB/DPP (13%)
LGRGY/N8 (23%)

심플한

LGRB/LGRPB (20%) LGRG

*

(16%) LGRP (13%)
견고한

GRB (23%) GRP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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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형용사

GRG/N4 (16%) GRBG (13%)
VPG (36%) VPGY (30%)
산뜻한

*

*

VPBG (23%) VPB (16%)
VPP (30%) VPPB (23%)
깔끔한

*
VPG/PPB (20%) VPRP (13%)
BP (43%) SP (26%) PP (20%)

우아한

*

*

BRP/PRP (16%)
PP (36%) VPP (30%) PRP
섬세한

*
(23%) VPPB (13%)
VR (40%) VRP (26%) SR/SRP

여성적인

*

*

*

*

*

*

(20%) BR/BRP (16%)
VPR/VPB/VPP (30%) PY
귀여운

(26%) VPY (20%)
VPRP (16%)
N1.5 (26%) DKR/DKP (23%)

성숙한
DKB (16%) DPR (13%)
PY (23%) PYR (20%) PPB
매끄러운

*
(16%) PRP (13%)
VPY /VPYR (40%) VPR (33%)

부드러운

*

*

*

*

VPRP (16%) VPGY (13%)
VRP (30%) VR (26%) SRP
매력적인
(20%) BRP (13%)
VYR (23%) VGY (20%) BY
개성적인

*
(16%) BGY (13%)

화려한

SP (26%) SRP (20%)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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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BP (13%)
GRPB/GRB (26%) GRG (20%)
딱딱한

*
DIG (16%) GRGY (13%)
LGRB/LGRGY (26%) LGRG

소박한

(20%) LGRPB (16%)

*

*

LGRP (13%)
DIR (40%) DIYR (30%) DPYR
클래식한

*
(23%) DPR (13%)
VPB (30%)

SPB (23%) BPB

남성적인

*

*

(20%) LPB (13%)
DPP (36%) DPRP (30%)
차분한

*
DKRP (23%) DPPB (16%)
BB (36%) PB/PPB (30%) PBG

상쾌한

*
(23%) VPB (16%)
VG/SG (66%) BG/PG (36%)

자연적인

*
PBG (23%) VGY (20%)
BRP/BR (56%) VYR/VRP

달콤한

*
(33%) SRP (26%)PRP (20%)
VGY/VG (43%) BGY (33%)

신선한

*
BG (26%) PGY/PG (23%)
PB (43%) BB (30%) VPB

깨끗한

*
(26%) PPB (16%)
PB (40%) PPB (30%)

시원한

*
VPB/VPBG (26%) BB (20%)

스포티한

DPPB (36%) DPB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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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B/SPB (26%) LPB (20%)
GRPB/GRB (30%) GRG (26%)
중후한

*
GRR (23%) GRRP(16%)
N1.5 (66%) DKPB (43%) DKP

어두운

*
(30%) DKB (20%)
DKB (30%) DKPB (23%)

무거운

*
DKYR (20%) DIR (13%)
VpG/VpB (56%) VPR/VPYR

순수한

(43%) VPP/VPRP (33%)

*

VPY (26%)
VR/VYR (53%) VGY (43%)
싱싱한

*
VP (33%) VRP (26%)
VYR (46%) VY (33%) VRP

즐거운

*
(23%) BRP (16%)

<표 17> 각 형용사의 연상 색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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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형태와 향 이미지로 대응색 조사

1) 각 형 태 이 미 지 로 대 응 색 분 석

* 단정한 26% * 소박한 23% * 신플한 20% * 견고한

13%

<그림 15> 형태1 연상 색채 분포

형 태 1 색상의 경우 Purplish Blue > Purple, Blue, Green > Bluish Green,
Greenish Yellow > 순 의 분 포 빈 도 가 나 타 났 다 .	
   	
   색 조 의 경 우 Light
Grayish > Dark > Grayish > Deep > Light Gray, Bright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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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끄러운 43% * 깔끔한 26% * 귀여운 16% * 우아한 13% * 섬세한 13%
<그림 16> 형태2 연상 색채 분포

형태2

색상의 경우

Purple > Reddish Purple > Purplish Blue > Yellow

> Red, Yellowish Red, Green, Blu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 Bright > Strong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우아하다 30% *여성적인 20% *매력적인16% *성속한 13% * 부드러운 13%
<그림 17> 형태3 연상 색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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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3 색상의 경우 Reddish Purple > Red > Purple > Yellowish Red,
Yellow, Greenish Yellow, Blu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Bright > Strong, Vivid > Dark > Pale > Deep, Deep Gray 순
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개성적인 33% * 섬세한 30% * 귀여운 20% * 견고한 20% * 화려한 13%
<그림 18> 형태4 연상 색채 분포

형 태 4 색상의 경우 Purple > Yellow > Reddish Purple > Purplish Blue,
Blue, Greenish Yellow > Red, Yellowish Red > Green, Bluish Green 순
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Bright, Grayish >
Pale > Strong, Vivid, Light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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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정한 33%

*소박한 30%

* 견고한 26%

* 딱딱한 16%

<그림 19> 형태5 연상 색채 분포

형 태 5 색상의 경우 Purplish Blue, Green > Blue > Purple > Bluish
Green, Greenish Yellow 순 의 분 포 빈 도 가 나 타 났 다 . 색 조 의 경 우
Grayish > Light Grayish, Dark > Deep > Dull, Light Gray 순의 분포 빈도
가 나타났다.

* 신플한 36% * 깔끔한 36%

* 클래식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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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박한 16% * 단정한 13%

<그림 20> 형태6 연상 색채 분포

형 태 6 색상의 경우 Purplish Blue > Purple >

Green > Blue > Red,

Yellowish Red, Greenish Yellow > Bluish Green ,Reddish Purple, Bright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Light Grayish > Dark >
Deep, Very Pale > Dull > Pale, Bright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 소박한 36% * 신플한 33% * 클래식한 23% * 단정한 16%
<그림 21> 형태7 연상 색채 분포

형 태 7 색상의 경우

Purplish Blue, Purple > Blue, Green > Greenish

Yellow, Yellowish Red, Red > Bluish Green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Light Grayish > Dark > Deep > Dull > Bright Gray 순의 분
포 빈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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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플한 36% * 깔끔한 30% * 딱딱한 26% *견고한 26% * 섬세한 13%
* 클래식한 13%
<그림 22> 형태8 연상 색채 분포

형 태 8 색상의 경우 Purplish Blue > Green > Purple > Blue > Reddish
Purple, Greenish Yellow, Yellowish Red, Red > Bluish Green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Grayish > Very Pale > Light Grayish >
Pale, Dull > Deep > Bright Gray, Light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신플한 43% * 단정한 36% * 깔끔한 23% * 남성적인 16% * 클래식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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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형태9 연상 색채 분포

형 태 9 색상의 경우 Purplish Blue > Purple > Green > Blue, Red,
Yellowish Red > Greenish Yellow, Reddish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
타났다.

색조의 경우 Light Grayish, Dark > Deep, Very Pale > Dull >

Light, Pale, Bright, Strong, Vivid, Bright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
다.

2) 각 향 이 미 지 로 대 응 색 분 석

* 여성적인 43%

* 성속한 30% * 매력적인 23%

* 우아한 20%

<그림 24> Floral 연상 색채 분포

Floral 색상의 경우 Red > Reddish Purple >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Strong, Bright, Deep > Dark, Vivid > Pale > Deep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81

* 여성적인 33% * 부드러운 26% *소박한 20% * 우아한 16%
<그림 25> Oriental 연상 색채 분포

Oriental 색상의 경우 Reddish Purple > Red, Purple > Yellowish Red,
Yellow, Greenish Yellow, Green, Bluish Green, Blue, Purplish Blu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Light Grayish > Bright >
Strong >Vivid,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 중후한 30% * 어두운 23% * 무거운 20%

* 남성적인 16%

<그림 26> Woody 연상 형용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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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oody 색상의 경우 Purplish Blue > Blue > Red > Yellowish Red,
Green, Purple, Reddish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Dark > Grayish >Dull, Light, Bright, Strong, Vivid, Deep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 자연적인 30% * 상쾌한 26% * 신선한 20% * 순수한 13%
<그림 27> Aromatic 연상 색채 분포

Arom atic 색 상 의 경 우

Green > Greenish Yellow, Blue > Red,

Yellowish Red, Yellow, Bluish Green,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
Bright, Vivid > Strong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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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뜻한 43% * 상쾌한 26% * 신선한 23% * 시원한 16%
<그림 28>Citrus 연상 색채 분포

Citrus 색상의 경우

Blue > Green, Greenish Yellow > Bluish Green >

Purplish Blu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Very Pale, Pale > Bright >
Vivid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 시원한 50% * 상쾌한 33% * 순수한 23% * 스포디한 20%
<그림 29> Water 연상 색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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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ater 색 상 의 경 우 Blue > Purplish Blue > Bluish Green > Red,
Yellowish Red, Yellow, Green, Purple, Reddish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 Bright, Deep > Strong, Light,
Dull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 산뜻한 36% * 자연적인 33% * 신선한 26% * 시원한 16%
<그림 30> Green 연상 색채 분포

Green 색상의 경우 Green > Greenish Yellow > Blue > Bluish Green >
Purplish Blu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Pale
> Bright, Vivid > Strong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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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큼한 40% * 싱싱한 33% * 귀여운 23%

* 즐거운 16%

<그림 31> Fruity 연상 색채 분포

Fruity 색상의 경우 Reddish Purple > Red, Yellowish Red, Yellow >
Purple > Blue, Greenish Yellow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ivid > Very Pale > Bright > Pale > Strong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6.2.8. 색을 매개변수로 형태와 향의 상관관계 분석

각 형태를 추출한 연상 색체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형 태 1의 연 상 색 채 와 여 러 향 의 연 상 색 채 관 계 비 교 분 석

86

형태1 vs. Floral

형태2 vs. Oriental

형태1 vs. Woody

형태1 vs. Aromatic

형태1 vs. Citrus

형태1 vs. Water

형태1 vs. Green

형태1 vs. Fr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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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형태1의 연상 색채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이상 그림들을 보면 형태1과 관계를 갖는 향의 색채는 다음과 같다.

Floral과 형태1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Purple로 나타났고,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는 Deep, Dark로 나타났다.

Oriental과 형태1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ish Yellow, Green,
Blue, Purplish Blue, Purple로 나타났고,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는 Light
Grayish로 나타났다.

Woody와 형태1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Blue, Purplish Blue > Purple,
Green 순 의 분 포 빈 도 가 나 타 났 다 . 색조의 경우는 Grayish, Dark로
나타났다.

Water와 형태1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Purplish Blue로 나타났고,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는 Deep으로 나타났다.

형 태 2의 연 상 색 채 와 여 러 향 의 연 상 색 채 관 계 비 교 분 석

형태2 vs. Floral

형태2 vs. 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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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2 vs. Woody

형태2 vs. Aromatic

형태2 vs. Citrus

형태2 vs. Water

형태2 vs. Green

형태2 vs. Fruity

<그림 33> 형태2의 연상 색채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이상 그림들을 보면 형태2와 관계를 갖는 향의 색채는 다음과 같다.

Floral과 형태2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Purple > Reddish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Bright, Pale > Strong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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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와 형태2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Purple, Reddish Purple >
Red, Yellow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Bright > Strong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Aromatic와 형태2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 Yellow, Green, Blue,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Citrus와

형태2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Purplish

Blue,

Blue,

Green으로 나타났고,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Water와 형태2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 Yellow, Blue,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Green와 형태2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Blue, Purplish Blu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Fruity와 형태2 공유 색상의 경우 Reddish Purple > Yellow > Purple,
Blue, Red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
Bright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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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3의 연 상 색 채 와 여 러 향 의 연 상 색 채 관 계 비 교 분 석

형태3 vs. Floral

형태3 vs. Oriental

형태3 vs. Woody

형태3 vs. Aromatic

형태3 vs. Citrus

형태3 v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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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3 vs. Citrus

형태3 vs. Water

<그림 34> 형태3의 연상 색채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이상 그림들을 보면 형태3과 관계를 갖는 향의 색채는 다음과 같다.

Floral과 형태3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Red > Reddish Purple, Purple
순 의 분 포 빈 도 가 나 타 났 다 .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Strong, Bright >
Vivid, Pale, Dark > Deep, Deep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Oriental와 형태3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Reddish Purple > Red >
Purple > Yellow, Yellowish Red, Greenish Yellow 순의 분포 빈도가 나
타났다.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Very Pale > Strong, Bright > Pale, Vivid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Woody와 형태3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Purple, Purplish Blue,
Blu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Dark > Deep Gray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Aromatic와 형태3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 Yellowish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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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Reddish Purpl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Very Pale로 나타났다.

Citrus와 형태3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ish Yellow로 나타났고,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Very Pale로 나타났다.

Water와 형태3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 Yellowish Red, Yellow,
Reddish Purpl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Very Pale로 나타났다.

Green과 형태3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ish Yellow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Very Pale로 나타났다.

Fruity와 형태3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Reddish Purple > Red > Yellow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Bright, Vivid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형 태 4의 연 상 색 채 와 여 러 향 의 연 상 색 채 관 계 비 교 분 석

형태4 vs. Floral

형태4 vs. 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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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4 vs. Woody

형태4 vs. Aromatic

형태4 vs. Citrus

형태4 vs. Water

형태4 vs. Green

형태4 vs. Fruity

<그림 35> 형태4의 연상 색채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이상 그림들을 보면 형태4와 관계를 갖는 향의 색채 다음과 같다.

Floral과 형태4 공유 색상의 경우 Purple > Reddish Purple 순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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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나타났다. 공유 색조의 경우 Pale, Strong > Bright순의 분포 빈도
가 나타났다.

Oriental와 형태4 공유 색상의 경우 Purple, Reddish Purple > Yellow,
Red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공유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Strong > Bright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Woody와 형태4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Blue, Purplish
Blu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Grayish로 나타났다.

Aromatic와 형태4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Greenish Yellow > Red,
Yellow, Blue, Purple, Reddish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Bright, Vivid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Citrus와 형태4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Greenish Yellow > Blu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공유 색조의 경우는 Very Pale, Bright, Vivid로 나
타났다.

Water와 형태4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 Yellow, Blue, Purple,
Reddish Purple이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Very Pale가 나타났다.

Green와 형태4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Greenish Yellow > Blu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는 Very Pale, Bright, Vivid가 나타났
다.

Fruity와 형태4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Reddish Purple >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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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Yellowish Red, Greenish Yellow, Blue, Purple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Vivid > Strong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형 태 5의 연 상 색 채 와 여 러 향 의 연 상 색 채 관 계 비 교 분 석

형태5 vs. Floral

형태5 vs. Oriental

형태5 vs. Woody

형태5 vs. Aromatic

형태5 vs. Citrus

형태5 v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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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5 vs. Green

형태5 vs. Fruity

<그림 36> 형태5의 연상 색채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이상 그림들을 보면 형태5와 관계를 갖는 향의 색채는 다음과 같다.

Floral과 형태5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Purple로 나타났고,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는 Deep, Dark로 나타났다.

Oriental과 형태5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ish Yellow, Green,
Blue, Purplish Blue, Purple로 나타났고,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는 Light
Grayish로 나타났다.

Woody와 형태5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Blue, Purplish Blue > Purple,
Green 순 의 분 포 빈 도 가 나 타 났 다 . 색조의 경우는 Grayish, Dark로
나타났다.

Water와 형태5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Purplish Blue로 나타났고
공유 색조의 경우는 Deep으로 나타났다.

97

형 태 6의 연 상 색 채 와 여 러 향 의 연 상 색 채 관 계 비 교 분 석

형태6 vs. Floral

형태6 vs. Oriental

형태6 vs. Woody

형태6 vs. Aromatic

형태6 vs. Citrus

형태6 vs.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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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6 vs. Green

형태 6 vs. Fruity

<그림 37> 형태6의 연상 색채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이상 그림들을 보면 형태6과 관계를 갖는 향의 색채는 다음과 같다.

Floral과 형태6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Purple > Red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Deep > Dark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
다.

Oriental와 형태6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ish Yellow, Green,
Blue,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로 나타났다. 공유 색조의
경우

Light Grayish >Very Pale로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Woody와 형태6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 Blue, Purplish Blue,
Purpl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Dark, Dull로 나타났다.

Aromatic과 형태6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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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us와 형태6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로
나타났다. 공유 색조의 경우는 Very Pale, Pale로 나타났다.

Water와 형태6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Purplish Blue > Green,
Purple, Reddish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Green과 형태6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는 Very Pale, Pale로 나타났다.

Fruity와 형태6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Purple, Reddish Purpl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로 나타났다.

형 태 7의 연 상 색 채 와 여 러 향 의 연 상 색 채 관 계 비 교 분 석

형태7 vs. Floral

형태7 vs. 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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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7 vs. Woody

형태7 vs. Aromatic

형태7 vs. Citrus

형태7 vs. Water

형태7 vs. Green

형태7 vs. Fruity

<그림 38> 형태7의 연상 색채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이상 그림들을 보면 형태7과 관계를 갖는 향의 색채는 다음과 같다.

Floral과 형태7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Purple > Red 순의 분포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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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났다. 공유 색조의 경우 Deep, Dark, Dull로 나타났다.

Oriental와 형태7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ish Yellow, Green,
Blue, Purplish Blue, Purple로 나타났다.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Light

Grayish로 나타났다.

Woody와 형태7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 Blue, Purplish Blue,
Purpl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Dark, Dull로 나타났다.

Water와 형태7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Purplish Blu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Deep으로 나타났다.

형 태 8의 연 상 색 채 와 여 러 향 의 연 상 색 채 관 계 비 교 분 석

형태8 vs. Floral

형태8 vs. Ori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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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8 vs. Woody

형태8 vs. Aromatic

형태8 vs. Citrus

형태8 vs. Water

형태8 vs. Green

형태8 vs. Fruity

<그림 39> 형태8의 연상 색채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이상 그림들을 보면 형태8과 관계를 갖는 향의 색채는 다음과 같다.

Floral과 형태8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 Purple, Red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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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로 나타났다. 공유 색조의 경우 Pale > Deep 순의 분포 빈도가 나
타났다.

Oriental와 형태8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Reddish Purple, Purple >
Purplish Blue, Blue, Green, Greenish Yellow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Light Grayish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

도가 나타났다.

Woody와 형태8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 Green, Blue, Purplish
Blu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Grayish > Dull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Aromatic와 형태8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Citrus와 형태8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로
나타났다.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는 Very Pale, Pale로 나타났다.

Water와 형태8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로 나타났고,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Green과 형태8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는 Very Pale, Pale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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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y와 형태8이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dish Purple >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형 태 9의 연 상 색 채 와 여 러 향 의 연 상 색 채 관 계 비 교 분 석

형태9 vs. Floral

형태9 vs. Oriental

형태9 vs. Woody

형태9 vs. Ar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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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9 vs. Citrus

형태9 vs. Water

형태9 vs. Green

형태9 vs. Fruity

<그림 40> 형태9의 연상 색채와 여러 향의 연상 색채 비교 분석

이상 그림들을 보면 형태9와 관계를 갖는 향의 색채는 다음과 같다.

Floral과 형태9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Purple > Red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Deep > Dark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
다.

Oriental과 형태9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ish Yellow, Green,
Blue,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로 나 타 났 다 .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 Light Grayish >Very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106

Woody와 형태9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Purplish Blue > Red, Blue,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Dark > Dull, Light,
Bright, Strong, Vivid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Aromatic와 형태9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Citrus와 형태9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로
나타났다. 공유하는 색조의 경우는 Very Pale, Pale로 나타났다.

Water와 형태9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 Purplish Blue > Green, Purple,
Reddish Purple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 >
Pale, Strong, Light, Deep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Green와 형태9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Green, Purplish Blu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는 Very Pale, Pale로 나타났다.

Fruity와 형태9가 공유하는 색상의 경우는 Reddish Purple, Purple로
나타났다. 색조의 경우 Very Pale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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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실험 결과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각 형태에 대한 연상 색채 특징은 다음<표 18>과
같다.

형태

연 상 색 상 /색 조 추 출

색상

Purplish Blue > Purple, Blue, Green > Bluish
Green, Greenish Yellow

색조

Light Grayish > Dark > Grayish > Deep > Light
Gray, Bright Gray

색상
색조

Purple > Reddish Purple > Purplish Blue >
Yellow > Red, Yellowish Red, Green, Blue
Very Pale > Pale > Bright > Strong

색상

Reddish Purple > Red > Purple > Yellowish Red,
Yellow, Greenish Yellow, Blue

색조

Very Pale, Bright > Strong, Vivid > Dark > Pale >
Deep, Deep Gray

색상
색조
색상
색조

색상

Purple > Yellow > Reddish Purple > Purplish
Blue, Blue, Greenish Yellow > Red, Yellowish
Red > Green, Bluish Green
Very Pale > Bright, Grayish > Pale > Strong,
Vivid, Light Grey
Purplish Blue, Green > Blue > Purple > Bluish
Green, Greenish Yellow
Grayish > Light Grayish, Dark > Deep > Dull,
Light Grey
Purplish Blue > Purple > Green > Blue > Red,
Yellowish Red, Greenish Yellow > Bluish Green,
Reddish Purple, Bright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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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

Light Grayish > Dark > Deep, Very Pale > Dull >
Pale, Bright Gray

색상

Purplish Blue, Purple > Blue, Green > Greenish
Yellow, Yellowish Red, Red > Bluish Green

색조

색상
색조

색상
색조

Light Grayish > Dark > Deep > Dull > Bright Grey
Purplish Blue > Green > Purple > Blue > Reddish
Purple, Greenish Yellow, Yellowish Red, Red >
Bluish Green
Grayish > Very Pale > Light Grayish > Pale, Dull
> Deep > Bright Grey, Light Grey
Purplish Blue > Purple > Green > Blue, Red,
Yellowish Red > Greenish Yellow, Reddish
Purple
Light Grayish, Dark > Deep, Very Pale > Dull >
Light, Pale, Bright, Strong, Vivid, Bright Gray

<표 18> 각 형태에 대한 연상 색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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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3속성에 통해 형태 연상 형용사의 특징 분석하였다.

<표 19> 각 형태 연상 색채 특징 분석	 

실험을 통해서 각 향에 대한

향료명

Floral

연 상 색 상 /색 조 추 출

색상
색조

Oriental

연상 색채 특징은 다음<표 20>과 같다.

색상

Red > Reddish Purple > Purple
Strong, Bright, Deep > Dark, Vivid > Pale > Deep
Gray
Reddish Purple > Red, Purple > Yellowish Red,
Yellow, Greenish Yellow, Green, Bluish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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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Purplish Blue
색상
색조

Very Pale, Light Grayish > Bright > Strong
>Vivid, Pale

색상

Purplish Blue > Blue > Red > Yellowish Red,
Green, Purple, Reddish Purple

색조

Dark > Grayish >Dull, Light, Bright, Strong,
Vivid, Deep Gray
Green > Greenish Yellow, Blue > Red, Yellowish
Red, Yellow, Bluish Green, Purplish Blue, Purple,
Reddish Purple

Woody

Aromatic

Citrus

Water

색상
색조

Very Pale > Pale > Bright, Vivid > Strong

색상

Blue > Green, Greenish Yellow > Bluish Green >
Purplish Blue

색조

색상

Blue > Purplish Blue > Bluish Green > Red,
Yellowish Red, Yellow, Green, Purple, Reddish
Purple

색조

Very Pale > Pale > Bright, Deep > Strong, Light,
Dull

색상

Green > Greenish Yellow > Blue > Bluish Green
> Purplish Blue

Green
색조
색상
Fruity

Very Pale, Pale > Bright > Vivid

색조

<표 20>

Very Pale, Pale > Bright, Vivid > Strong
Reddish Purple > Red, Yellowish Red, Yellow >
Purple > Blue, Greenish Yellow
Vivid > Very Pale > Bright > Pale > Strong

각 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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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 색채 특징

색채 3속성에 통해 향 연상 형용사의 특징 분석하였다.

<표 21> 각 향의 연상 색채 특징 분석	 

형태와 향 연상 색채의 상호 관계 다음과<표 22> 같다.

향/색상
Floral

Oriental

Woody

GY,G,B

B,PB,

P

PB,P

P,G

Dp,Dk

Lgr

Gr,DK

P,RP

P,RP,

Aromatic

Citrus

Water

Green

Fruity

G,B,

RP,Y

PB

P,B,R

형태/색조

형태1

형태2

R,Y

PB

Dp
R,Y,G,
B,PB,P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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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B,
G

R,Y,B
PB,P
RP

B,P,S
R,RP,P

형태3

S,B,V,
P,Dk,

Vp,P,

Vp,P

B,S
RP,R,P,

P,PB,

R,YR,Y,

Y,YR,GY

B

RP

Vp,S,B,

Dk,Dp

P, V

Gr

P,RP,

G,B,

GY,R,Y,

Y,R

PB

B,P,RP

Gr

Vp,B,V

Vp

Vp, P

GY

Vp

Vp, P
R,YR,
Y,RP

Vp

Vp,P

GY

Vp

Vp,P,B
RP,R,
Y

Vp, B,V

Dp/(Gr)
P,RP
형태4
P,S,B

Vp,P,
S,B

형태5

B,PB,

P

B,PB,P

P,G

Dp,Dk

Lgr

Gr,Dk

형태6

P,R,
Dp,Dk
P,R

형태7
Dp,Dk,
Dl
R,P,RP
형태8

PB,P

P,RP

Lgr,Vp

Dk,Dl

Vp,P

GY,G,B

R,B,

PB, P

PB,P

Lgr

Dk,Dl

RP,P,

P,Dp

PB

P,RP

Gr,Dl

Vp,P

P,R

GY,G,B,

PB,R,

G,PB,

PB,P,RP

B,P,

P,RP

형태9
Dp,Dk

Lgr,Vp,
P

Lgr,Vp

Dk,Dl,

GY,B,P
Vp,B,

Vp, P,

V

V, S

G,PB

Vp,P

PB,G,
P,RP

G,PB

P,RP

Vp,P

Vp,P

Vp

Dp

G,PB,

G,GY

R,YR,

PB

R,G,B,

PB,B,

GY,B

Dp
G, PB,

P,RP

Vp

RP,Y,

PB

R,B,

B,PB,

Vp,B,

P,RP

V

GY, G,

GY,G,

GY,B

R,Y,B,

Vp,P

L,B,S,V

G,PB,
G,PB

P,RP

G,PB

RP,P

Vp,P

Vp,P

Vp,P

Vp,P

G,PB

RP,P

Vp,P

Vp

G,PB

Vp,P

PB,G
P,RP
Vp,P
S,L,Dp

<표 22> 형태 연상 색채와 향 연상 색채의 상호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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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결론 및 향후과제

7.1 연구결론

본 연구는 색채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시각과 후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색채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조형에 대한 이미지를 형용사로 추출하고 이 형용사에
해당하는 색채를 선별 한 후, 향에 대한 이미지를 형용사를 추출하고 이
형용사에 대응하는 색채를 선별 한 후, 형태에 의하여 추출된 색채와
향에 의하여 추출된 색채를 비교함으로써 형태와 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실험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18,19>과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같다.

첫째, 9개의 형태와 8개의 향은 각각의 연상색채 특성에 따라 색상에
의해 특성을 나타내는 계열, 색조에 의해 특성을 나타내는 계열, 색상 및
색조에 의해 특성을 나타내는 계열로 나뉜다.

형태1, 형태5 계열의 경우 색상 분포를 보인 반면 집중된 한색을
나타났고 형태3,형태4 계열의 경우 색상 분포를 보인 반면 집중된 난색을
나타났다. 형태2, 형태6, 형태7, 형태8, 형태9 의 경우는 색상 분포가
분산 된다.
색조의 경우 형태1,형태 5, 형태7 저 명도, 중-저 채도를 집중되고
형태2 고명도, 중-고채도를 집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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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3, 4, 6, 8, 9 의 색조 경우는

분산 되었다.

향의 연상색채 분류를 보면 Floral, Fruity 계열의 경우 색상 분포를
보인 반면 집중된 난색을 나타나고 Citrus, Green 색상 분포를 보인 반면
집중된 한색을 나타났다. Oriental, Woody, Aromatic, Water는 색상
경우는 분산 되었다. 색조의 경우 Floral 은 고명도, 중-고 채도 ,저명도,
저채도를 나타나고 Oriental, Aromatic, Citrus, Green, Fruity는 고 명도,
중-고채도를 집중 되고 Woody, Water는 분산된 분포가 나타났다.

둘째, 9개 계열의 형태에 대한 연상형용사의 대응한 형용사 영역<그림
13> 을 조사한 결과 은은한, 우아한, 맑은 > 온화한, 모던한 > 귀여운 >
화려한 > 다이나믹한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은은한, 우아한,
맑은, 온화한,모던한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8개 계열의 향에 대한 연상형용사의 대응한 형용사 영역<그림 14>을
조사한 결과 귀여운 > 화려한, 맑은 > 경쾌한, 온화한 > 우아한,
내츄럴한 > 모던한, 점잖은, 고상한 순의 분포 빈도가 나타났다. 특히
귀여운, 화려한, 맑은 영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형태(시각)과 후각(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론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형태와 향 연상 색채를 비교 분석<표 20>을 보면 특정 형태에 대한
특정 향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럽다. 형태와 향의 상관관계의 특
징을 살펴보면 향은 특정의 향을 연상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향을 연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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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태는 향과 연관짓기 이전의 상태 즉, 형
용사 이미지에 대하여는 일정한 형용사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결국 향은 한가지의 향이 다양한 형용사 이미지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론으로 부터 향수 등 향이 중요한 상품이나 제품의 경우 특정
한 형태 이미지와의 상관관계가 없어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말 할수 있으나 형태는 오히려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키므로 향수 등
의 디자인에 있어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7.2 연구의 의미 및 향후과제

본

연구는

시각과

후각의

상관관계를

색채를

매개변수로

놓고

실험검증한 연구로 본 연구에서는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의 시각과 후각 혹은
청각 등 다양한 감각기관의 자극과 시각의 관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연구의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감성지향의 시대에 시각과
후각, 청각, 촉각, 미각 등 다양한 감각이 종합되어 인간에게 만족감으로
주고자하는 서비스, 제품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감각기관에
대한 특성 이해만으로는 인간의 복합적인 감성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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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차 실험 응답지
성별: 남 (

) 여 (

)

나이: (

)

1번부터 9번까지 각 형태 연상되는 형용사를 형용사리스트에서 4개씩
기입해주세요.
* 선택 가는한 형용사파악을 위해 시작 전 형용사리스트를 한번
읽어주시기바랍니다.

1

2

4

5

6

7

8

9

3

형 태 1번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__
형 태 2번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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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3번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형 태 4번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형 태 5번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형 태 6번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형 태 7번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형 태 8번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형 태 9번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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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차 실험 응답지
성별: 남 (

) 여 (

)

나이: (

)

1번부터 8번까지 자극물을 맡으면 각 향에 대한 연상되는 형용사를
형용사리스트에서 4개씩 기입해주세요.
* 선택 가는한 형용사파악을 위해 시작 전 형용사리스트를 한번
읽어주시기바랍니다.

계열명

향료명

플로럴 (Floral)

자스민 (Jasmine)

오리엔탈 (Oriental)

앰버 (Amber)

우디 (Woody)

베티버 (Vetiver)
알파인 라벤더 (Alpine

아로마틱 (Aromatic)
Lavender)
씨트러스 (Citrus)

베르가못 (Bergamot)

워터 (Water)

센트 (Sea Scent)

그린 (Green)

그린 티 (Green Tea)

프루티 (Fruity)

피치 (Peach)

Floral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Oriental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123

W oody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Arom atic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Citrus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W ater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Green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Fruity
형용사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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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차 실험 응답지
성별: 남 (

) 여 (

)

나이: (

)

아래 33개 형용사에 대한 연상되는 색채를 색 견본에서 4개씩
기입해주세요.

단정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심플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견고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산뜻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깔끔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우아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섬세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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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적인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귀여운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성숙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매끄러운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부드러운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매력적인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개성적인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화려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딱딱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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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클래식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남성적인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차분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상쾌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자연적인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달콤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신선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깨끗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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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스포티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중후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어두운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무거운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순수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싱싱한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즐거운
색

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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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sual and
olfactory senses by utilizing color parameters
-Based on the modeling of the perfume container and
the smell of the fragrance-

Sijie Ni Marshall
Faculty of Craft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motional design is the most popular design topic in 21 Century. These days,
people do not just want to live conveniently, and shoppers are directing their
purchases toward their spiritual and emotional needs. So it’s important to cater to
consumer’s emotional desire with designs. Human’s 5senses effect people’s emotion
that it’s necessary to research on that.

The visual and olfactory senses are two very important senses when dealing
with emotional design. The visual sense helps people to see and judge an item, and
the olfactory sense utilizes 75% of a human’s emotional 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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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mediary between the visual and olfactory senses is colors.
Although, color is a visual element, it also has the ability to arouse our other senses
and further amplify their effects. Therefore, if proper colors can be combined with
an olfactory or a visual stimulus, then the extent of the emotions generated by the
stimulation will be intensified.

This research is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isual and olfactory
senses by utilizing color parameters, and it is based on the modeling of perfume
containers and the smell of their scents.

This study is aimed to clarify the

synesthesia between olfaction and visual color through several experiments. The
first experiment is to identify the images (adjectives) that are best associated with
different types of shape.

The second experiment identifies the images (adjectives)

that are best associated with the different types of scent. Then, the third experiment
includes all the adjectives of shape and scent to then deduce the color by visualizing
the adjectives.

The final analysis of the color parameters helps us to to see if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shape and the fragrance.

The experiments of this study have provided these following resul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9 shape colors are as follows: Shapes 1 and 5 are
concentrated with cold colors. Shapes 3 and 4 are concentrated with warm colors.
Shapes 2, 3, 7, 8, and 9 have scattered results.

Shapes 1, 5, and 7 have a low value

of brightness and an intermediate to low chroma.
brightness and an intermediate to high chroma.
scattere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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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pe 2 has a high value of
Shapes 3, 4, 6, 8, and 9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8 scent colors are as follows:
scents are concentrated with warm colors.
with cold colors.

Floral and fruity

Citrus and green scents are concentrated

Oriental, woody, aromatic and water scents have scattered results.

Floral has a high value of brightness, a low value of brightness, an intermediate to
high chroma, and a low chroma.

Oriental, aromatic, citrus, green and fruity scents

have a high value of brightness and an intermediate to high chroma.

Woody and

water scents have scattered results.

Here are the 9 shape adjectives in order of frequency.
highest to lowest in frequency.
adorable> luxuriant> dynamic.

They are listed from the

Delicate, elegant, fresh > mild, modern>
Delicate, elegant, fresh, mild, modern have an

especially high frequency.

Here are the 8 scent adjectives in order of frequency.
to lowest in frequency.
Modern, gentle, refined.

They are listed from highest

Adorable> luxuriant, fresh> light, mild > elegant, nature >
Adorable, luxuriant, and fresh have an especially high

frequency.

The results from the three experiments have brought forth this conclusion bel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sual and olfactory senses is hard to see through
the results of the three experiments.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the association

of shape is definite, but the association of scent is irregular, so therefore one scent
can be associated diffe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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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perfume container design, there are no specific principles to
their construction because there are various ways to design the shape of a particular
container. Also, the shape is associated definitely and that is an important aspect in
designing a perfume container as well as other related area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use various methods to research the human
senses. The reason being is that different techniques of research are constantly
developing, and the human emotional aim is continuously growing with the 5 human
senses.

To only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the human senses in the present cannot

satisfy the constantly changing future of the human complexity of emotion.

Keywords: Visual sense, Olfactory sense, Color Paremeters, Shape, Scent
Student Number: 2009-2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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